
MIX & MINGLE WITH
SEOUL’S

PREMIER CROWD

ENJOY PREMIUM EVENT SERVICES
AT GLAM LOUNGE SEOUL

OUR TEAM OF EVENT CO-ORDINATORS 
WILL HELP YOU CREATE THE PERFECT 

PRIVATE, CORPORATE, SPECIAL 
OCCASION, AND BRAND EVENTS

EVENT 
RENTAL 

GUIDE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소품들과 고풍스러운 아치형 창
문은 독창적인 조화를 이루며 절제된 화려함이 돋보이고, 앤티크
스타일의 조명과 감각적인 라운지 음악은 때론 개성 있게, 때론
품격 있게 변화하며 다양한 매력의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글램이라는 공간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주인공이 된 듯
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구나 섹시하게 돋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공간은 그 자체보다 그 곳에 찾
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통해 돋보여야 한다는 것은 글램에서 추구
하는 고유한 철학입니다.

ABOUT

GLAM LOUNGE



18개의 아치형 창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로 기획된 글램 라운지
(Glam Lounge)는클래식의 전형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전위적
이고, 미래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블랙과 브론즈 골드, 그리고 다
양한 형태와 질감의 앤티크 가구와 유기적이면서 현대적인 가구
들의 조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바를 중심으로 모든 공간의 구성은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시선
이 마주칠 수 있고 어느 위치에서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
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동선 간의 혼잡을 막기 위해 상 하부, 좌우 동선 간의 통로
를 개방하고, 전 후면의 출입구를 동시에 둠으로써 고객의 유입과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구성하여 수용 인원의 과부화 등으로
생길 수 있는 기능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THE

SPACE



HALL TABLE

메인 홀 테이블은 정면의 메인 바와 맞은편 라운지 테이블 그리고
좌측의 VIP 좌석까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개방형 직선 구조로
전 방향의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하기 좋은 테이블 공간입니다.

흑경을 다듬어 만든 고급스러운 테이블에 레드 컬러의 벨벳으로
편안함을 더해주는 의자로 구성되어 한층 더 고급스러운 글램 라
운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좌우 동선으로 출입구가 마련되어 있어 어느 방향 으로든 이
동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등 뒤로는 18개의 대형 아치형 창문
을 통해 이태원 메인 거리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수용인원

착석32명 / 스탠딩 170명 / 총 약200명

테이블현황

4인석 8개, 바13인석

* 좌석규모는 매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라운지 테이블은 정면의 메인 바와 맞은편의 홀 테이블, 우측의
VIP 좌석까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개방형 직선 구조로 전 방향
의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하기 좋은 편안한 라운지체어로 구성된
테이블 공간입니다.

한국적이면서도 동양적인 패턴을 재구성한 펜스는 테이블을 독립
적인 공간으로 구성해주며, 웅장한 아치형 창문에는 짙은 컬러의
벨벳 커튼을 더하여 분위기를 한껏 빛내줍니다. 전 세계에서 셀렉
트 한 앤티크 가구들로 공간을 구성하여 더욱 격조 있는 공간을 경
험하실 수 있습니다. 

LOUNGE TABLE

수용인원

착석36명 / 스탠딩 100명 / 총 약150명

테이블현황

4인석 4개, 10인석 2개, 바13인석

* 좌석규모는 매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VIP TABLE

VIP 테이블은 한국적이고도 동양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패턴을
재구성하여 여러 면으로 중첩시킴으로써,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
위기와 함께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
도록 구성하였고, 전체 홀의 분위기를 조망하면서도 동시에 홀에
위치한 사람들로부터 바라다 보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파티 피플들의 심리를 적절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단 4개만이 마련된 특별한 공간에는 영롱한 느낌의 블랙 대리석으
로 마감하여 무게감을 더하고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다양한 앤티
크 소품들과 안락한 가죽 소파 좌석으로 구성하여 품격있는 서비
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용인원

착석38명 / 스탠딩 30명 / 총 약70명

테이블현황

8인석 1개, 10인석 3개, 바5인석

* 좌석규모는 매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BARON 2F

바론(Baron)은 ‘소셜 시크릿’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글램의
프라이빗 한 프리미엄 테라스 공간입니다.

복층형 구조에 탁 트인 통유리 창문은 어느 방향이든 제한 없이
조망할 수 있게 해주며, 벽면의 무늬목은 버건디 컬러의 하이그로
시 도장을 하여 경쾌한 느낌을 부여함과 동시에 우아한 클래식의
미학을 표현했습니다. 2층에는 개별적인 야외 테라스를 갖추고 있
으며, 1층에서는 야외 가든 공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싱글 몰트위스키를 즐길 수 있는 클래식 한 바가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적 감각과 우아함을 바탕으로 레트로 무드를 느낄 수 있는 스
토리를 가진 바론 시그니처 칵테일은 지금까지와는 격이 다른 맛
과 비주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메뉴와 품질, 그리
고 서비스는 테라스 바론이 주는 또 하나의 특별함입니다.

수용인원

착석8명 / 스탠딩 50명 / 총 약60명

테이블현황

4인석 2개, 바4인석

* 좌석규모는 매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BARON 1F

수용인원

착석44명 / 스탠딩 20명 / 총약60명

테이블현황

8인석1개, 6인석 2개, 4인석 6개

* 좌석규모는 매장상황에따라유동적일수있습니다.

바론(Baron)은 ‘소셜시크릿’이라는컨셉으로만들어진 글램의프라
이빗한프리미엄테라스공간입니다.

복층형구조에탁트인통유리창문은어느방향이든 제한없이조
망할수있게해주며, 벽면의무늬목은버건디컬러의 하이그로시
도장을하여경쾌한느낌을부여함과동시에우아한클래식의미학
을표현했습니다. 2층에는개별적인야외테라스를갖추고있으며, 

1층에서는야외가든과연결되어있습니다. 

싱글몰트위스키를즐길수있는클래식한바가준비되어있으며, 

현대적감각과우아함을바탕으로레트로무드를느낄수있는스토
리를가진바론시그니처칵테일은지금까지와는격이다른맛과비
주얼을선보입니다. 한층높은수준의메뉴와서비스는바론테라스
가주는또하나의특별함입니다.



글램의 믹솔로지스트팀은글램만의다양한시그니처칵테일메뉴
를 갖추고있습니다, 그외에도트렌드에맞는와인리스트를구성
하고위스키,샴페인,리큐르,등폭넓은주류구성을매년새로운트
렌드에맞춰업데이트하고최상의서비스와함께제공합니다.

행사, 대관진행시 1:1 커스텀오더로다양한바메뉴를보다쉽고편
리하게이용하실수있도록고객에게가장알맞은형태로 제안해
드립니다.

BEVERAGES



CATERING

글램키친팀은최고의실력을갖춘셰프를영입하여고객의오감을
만족시킬수있는감동적인요리를제공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습
니다.

글램은퓨전제페니즈컨셉의다양한메뉴를갖추고 시즌별새로
운메뉴개발로수준있는요리를선보입니다. 

또한, 대기업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식자재공급시스템을이용하
여언제나가장신선한식자재를공급받고이러한식자재와최고의
키친팀이만나최상의맛을고객에게제공합니다.

행사, 대관진행시다양한메뉴구성의 3가지패키지가준비되어있
습니다.



SNS & WEB

OPERATION

HOURS

SUN-WED

PM 07:00 – AM 03:00

THU

PM 07:00 - AM 04:00

FRI-SAT

PM 07:00 – AM 05:30

* 영업시간은 업장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https://www.districtglam.com/

https://www.facebook.com/glamloungedistrict/

https://www.instagram.com/glamseoul/



이벤트, 촬영및대관관련문의

T : +82 [0]70-4905-9283

M: +82 [0]10-5566-2363 (김성호대리)

F : +82 [0]2-749-3245 

E : Ksh.pr@mykinc.com

매장테이블예약및고객센터

T : +82 [0]2-796-6853

M: +82 [0]10-2657-6853 

E : Ksj.con.@mykinc.com (컨시어지김소정대리)

ADDRESS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 27가길 26 해밀톤관광호텔별관 2층
(이태원동해밀톤호텔별관 2층) 

Hamilton Hotel Annex 2F (179, Itaewon-ro, Yongsan-gu, Seoul, 

Korea)

CONTACT


